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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삶과 학문’과 불연 이기영*1)

정호영

Ⅰ인간과 사회 그리고 불연 이기영. Ⅱ 불연의 시대와 삶. Ⅲ 그의

학문 세계. Ⅳ 불연이 제시하는 학문의 길. Ⅴ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불연, 이기영, 시대, 삶, 학문, 원효]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면서 인간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인간

과 사회는 상호 형성의 변증법적 관계에 있지만, 개별자로서의 우리 앞

에 마주 서 있는 사회는 우리에게 압도해 오는 거대한 힘이다. 불교학

연구의 새 시대를 연 불연 이기영 선생의 학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는 일제 식민지와 제2차 세계대전, 해

방 후의 외세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6.25전쟁을 두루 겪으며 변방의 지

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교학, 원효 사상은 이러한 사상적 탐색의 귀결점이다.

불연의 ‘학문’은 객관성만을 담보하는 서구적 의미의 학문이 아니다.

그의 학문이 불교라는 점, 특히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원효 사상에 초

점이 놓여 있다는 점은 수행과 괴리되지 않는 학문이 되도록 한다. 사

회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좁은 의미의 ‘학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교육자’로 활동하게끔 한 이유이다.

Ⅰ. 인간과 사회 그리고 불연 이기영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느 한 시대를 살며, 어느 한 사회의 구성

원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그 시대, 그 사회는 개체로서의 우리

*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nt in 2012.)

** 鄭滈泳 :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chyoung@cbnu.ac.kr



6 ∙ 印度哲學 제42집

에 앞서 존재하며, 하나의 제도, 규범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언어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미 완성된 문법을 갖는 언어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그 자체

의 문법을 강요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 구조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한 사회로부터의 배제는 더 이상 그 사회에서의 생존

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 선행하는 언어의

문법, 사회적 규범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 내재화(internalization)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의 산물이다. 언어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해 있던 것이 아니

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었을 때, 인간의 의

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언어는 인

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 결국 인간의 능력이 외재화(external

ization)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외재화된 언

어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의 독립된 실재성을 가질 때,

그것을 객체화(objectivation)된 존재로서 우리와 마주서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

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가 그저 함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라, 상호 변증법적 관계, 서로 구성하고 서로를 형성해 나아가는

관계에 있음을 가리킨다. “사회가 인간의 산물이며 또 동시에 인

간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두 명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두 명제가 모든 사회 현상의 변증법적 성격을 반영하

고 있다”1)는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말은 이러한 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불연 이기영 선생(1922-1996)은 1960년 이후 한국 불교계에 혜

성처럼 등장하여 그 이후 한국의 불교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1) 버거(198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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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교학자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구라파로 유

학한 최초기의 불교학자 중 한 명이었으며, 역사학, 철학, 종교학,

신학 등 불교 이외의 학문 분야에 통효하고, 1960년대 비교종교

학, 문헌학에 바탕한 논저들을 발표하여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

으켰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시민을 위한 대중 강좌를 개설

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뜬 후, 선생을 추모하는

학술회의가 두 차례 열렸는데 그 처음은 10주기인 2006년으로,

“한국현대불교학 100년, 그 성과와 과제: 불연 이기영의 학문세계

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였다. 여기에서 정병조(2006), 루이스 랭

카스터(2012), 김상현(2011), 김호성(2007), 문을식(2009)의 논문들

이 발표되었는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정병조는 불연의

생애를 4단계로 구분하며 그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고, 그가 불교

연구의 새 지평을 열고, 원효 연구와 재가 불교운동에 헌신하였으

며, 그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랭카스터는 주로 불연과의 만

남을 회상하면서, 한국 역사의 굴곡과 불연의 삶과 학문을 압축・
요약하고 있으며, 김상현은 불연의 역사 이해 및 한국불교사 연구

를 확인하는 가운데 불연이 역사를 연기(緣起)라는 불교의 술어로

이해함으로써 역사해석도 유전(流轉)과 환멸(還滅)의 방식으로 이

해하는 등 전통적 불교 용어를 역사해석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는 점, 그리고 그의 한국불교 연구가 신라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의 논문들을 결합하면 의도된 것은 아니면서도 불교의 전래로부

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불교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김호성은 ‘불교는 해석학’이란 대전제 아래 불연의 학

문을 ‘원효해석학’으로 이해하면서 불연이 “원효의 텍스트의 입장

에서 현실을 읽어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현실을 고려하면

서 원효의 텍스트를 읽고 있”2)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2) 김호성(2007)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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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현실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명명한다. 문을식은 불연의

유마힐소설경 역해본을 통해 그의 불교학방법론을 확인해 보려
한다. 여기에서 문을식은 불연이 한역 경전 이외에 산스크리트본,

티베트역본 등을 참조하여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

이 전통과 그의 스승 라모트의 방법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보완

한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근대성과 불연 이

기영의 불교, 불교학’이란 주제로 15주기인 2011년에 개최되었는

데, 특히 정영근, 한자경, 장석만, 유승무가 불연을 주된 주제로 하

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영근의 경우 불교와 전통사상에 대한 대

중적인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소통을 중시하는 불연의 말하

기와 글쓰기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며, 나아가 불연의 연구

가 통일신라와 원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연이

“귀일심원과 요익중생의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또한 다양한

현실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현재화하는 노력을 했”3)음을

강조한다. 한자경은 동서사유,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와 불교의 비

교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불교의 공이 비교되는 경

우가 많은데, 불연의 경우 하나님을 공이 아닌 일심과 비교하는

것이 그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장석만은 불연의 19

60년대 종교학 강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이 ‘특정 종교전통

의 관점에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가 지닌 종교적 성격에 눈을 돌

리게 한’ 엘리아데였는데, 이는 인간의 공통점을 부각함으로써 불

교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승무는 불연을 일종의 참여불교 운동가로 규정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러면서 상당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결국엔 제도적 측면을 경시하고, 승가를 포괄하는 운동으로 나아

가지 않음으로써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다.

3) 정영근(2012)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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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의 학술회의에 앞서 대한불교진흥원은 2010년 ‘한국

불교를 빛낸 재가불자 2인을 조명한다’는 기획 아래 학술분야에

불연 이기영을, 언론부문에 덕산 이한상을 선정하여 발표회를 진

행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민용은 불연의 시대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걸

쳐 불교를 주어(主語)로 놓고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을 언급한

학자는 근소하다. 1960년대 근대적 조류가 물밀 듯 닥쳐올 때 불

교를 한국 문화의 근간으로 여기며 논의의 소재로 삼은 학자로

불연 이기영을 거명해도 좋을 듯싶다.”4)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논의들이

모여 전체의 조망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유승무의 경우 어떤 평가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석만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새로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말하자면 전자의 경

우 불연을 사회운동가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적절할

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며, 후자의 경우 조선시대 배불론에 대한

당시의 대응방식을 불연의 종교관에도 적용하는 것은 내면적 사

상의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외재적 대립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불연의 학문세계를 가능한 한 선입감 없

이 불연의 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학

문세계가 시대를 떠나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학자는 어느 시대에 속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점에

서 그의 학문세계는 그 시대의 성격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연이 살았던 시대와 그의 삶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이민용(201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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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연의 시대와 삶

불연의 시대는 참으로 격동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불연은 그 격

변의 현장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1922년에 황해도 봉산에서 태

어난 불연은 자신의 20대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나의 20대는

1941년부터 1951년 사이에 전개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연표를

만들어 보니 앞의 4년간은 일제치하에서 보냈고, 뒤의 6년은 공산

치하에서 보낸 파란만장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

다.”5) 이 글에는 식민지 지식 청년의 대학 진학, 제2차 대전의 회

오리 속에 일제에 의해 징집되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파병

되었던 이야기, 특히 이 가운데 1944년 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타

고 있던 일본의 순양함이 어뢰에 의해 침몰되어 중유에 뒤덮인

바다에서 구조되기까지 4시간을 사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야

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일은 종전 이

후 1946년 여름 인천을 통해 귀국하기까지의 싱가포르에서의 수

용소 생활이었다고 한다. 저녁 마다 싸움이 벌어져 사람이 죽는

일도 있으며, 식량배급이 하루 비스켓 네 개였다고 하니 그 참상

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글에서 불연은 공산치하의

황해도 고향에서의 간난의 삶을 기술하고, “나의 20대의 마지막 2

년은 그야말로 벼랑 위에서 보낸 절대 절명의 시기였지만 이미

주어진 지면을 다 써 버려 백지로 남겨둔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

리한다.6) 이 마지막 2년은 1950년과 1951년이니 민족상쟁의 6.25

전쟁 기간을 지칭함에 틀림없다.

5) 나의 20대 (샘터, 1994년 6월); 이기영(1997) p. 17.
6) 여행과 인생 (월간조선, 1988)에서는 자신의 20대 삶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던 시기”라고 하면서도 그 경험들을 역설적으로 ‘여행’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이기영 1997: 263).



‘시대와 삶과 학문’과 불연 이기영 ∙ 11

전쟁의 와중에 “아무데도 갈 곳이라고 정해 놓은 곳이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죽을 고비가 한 번 만이 아닌”7) 피난길을 떠난 불

연은 대전을 거쳐 대구에 이르러, 대구 효성여고 역사교사를 근무

하던 중 1954년 유럽으로의 유학기회를 얻었다.8) 불연은 부산에

서 비행기로 도쿄에 도착한 다음, 요코하마에서 프랑스 우편선 베

트남호에 승선하여 33일을 항해하여 8월 4일 프랑스 마르세이유

에 도착하였는데 그동안의 일기 중에는 한국사회사상사를 구상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9) 당시 그의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벨기에 루뱅과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약 6년의 유학생활에 대해

서는 학창시절의 동료인 위베르 듀르트의 회고에 잘 나타나 있는

데, 그 가운데 당시의 유럽 정세와 불연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연이 유럽에서 생활하던 기간은 유럽의 마지막 식민지들에서 독

립운동이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가 파리에 머물던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 전쟁과 알제리 독립운동의 소요에 휘말려 있었고, 그 결과 195

8년 드골의 제5공화국이 들어섰다. 한편 그가 벨기에를 떠난 몇 개월

뒤인 1960년 6월에는 벨기에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콩고가 드디어 독

립하기에 이르렀다. 서양의 동양에 대한 편견과 압제, 동서간의 갈등

그리고 폭력과 평화의 문제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들은

후일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불연은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로 ‘참회’(懺悔)를 선택하였다. 회개와

속죄라는 개념은 가톨릭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었는데, 특히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전쟁의 참화를 반성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불연의 연구는 회개와 속죄에 상응하는

불교의 ‘참회’라는 종교행위와 그 개념을 원시불교로부터 5-6세기 중

국의 불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종

교적이었던 그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가톨릭과 불교를 넘나드는 그의 비교종교학적 관심의 단초

7) 이기영(1997) p. 265.

8) 정병조(2006) p. 9.

9) 이기영(199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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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엿볼 수 있다.10)

불연은 1960년 4월 귀국한 이후 동국대, 서울대, 서강대, 홍익대

에서 종교학, 불교학, 인류학, 미술사학 등을 강의하였는데, 당시

서울대에 재학 중이었던 이민용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대에서의

불연의 ‘불교개론’ 강의는 박종홍 교수의 ‘철학개론’, 한태연 교수

의 ‘헌법통론’과 함께 문리대 3대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

다.11)

불연 이기영 박사 연보 12)에 의하면 불연은 1969년 8월 동국

대를 떠나 영남대학교에서 2년 반(1969년 9월～1972년 2월), 국민

대에서 1년(1972년 3월～1973년 3월) 그리고 5개월여를 교수직 없

이 지내다가 1974년 9월 동국대로 복직한다. 그간의 경위를 상세

히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용의 다음과 같은 글은 불연이 잠

시 동안이라도 동국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일단을 보여

준다.

고 김법린 총장이 이미 프랑스 학계의 현황을 몸에 익혔고 유식20

송에 대한 서구 학계의 방법을 사용했었다. 그리고 동국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불교학과에서의 재래적인 연구로는 근대적 불교학 연구가

불가능한 점을 숙지하고 있었다. 김법린 총장의 주도 아래 불교대학에

인도철학과를 개설한 뒤 비교사상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로 불

연 이기영을 임명한 것이다. 본격적인 서구적 방법에 근거한 새로운

연구의 발주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망으로 3년으로 모든 것은 막을

내리고 인도철학과와 비교사상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표류하게 되었

다.13)

10) 듀르트(1997) p. 327.

11) 현대불교 2012.03.12.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06).

12) 이기영(2001) p. 571 이하.

13) 이민용(201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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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적 표류는 대처승 계열의 교수들과 비구 승단의 갈

등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것

이 불연의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논란이라고 한다. “가톨릭 재단

의 도움으로 루뱅대학에서 가톨릭 신부의 지도 밑에 불교학을 공

부했으며 그의 가계는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은 반대 세력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종교학(Religionswisse-

nschaft, History of Religions)을 공부했고 그런 방향에서 불교학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 프로그램에 반발하

는 세력들은 계속 그의 종교적 정체성을 들어 비난했다. 불연의

종교적 정체성을 이중적이라고 몰아 세웠다.”14) 이러한 점들은 유

학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불연의 학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와중에 불연은 동국대로 복귀하기 직전, 그러니까 1974

년 4월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한다. 이후 불연의 활동은 이 연구

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 사업 프로젝트는 한국의 사찰 시리
즈로서 유물 중심의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해당 사찰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이는 불국사
를 시작으로 하여 석굴암, 신라의 폐사 1, 신라의 폐사 2, 
통도사, 법주사, 송광사, 해인사, 화엄사 그리고 북한의
사찰 등을 포함하여 18책을 간행하였으며 이는 이 방면의 선구
적 업적이었다.

1994년에 발간된 한국불교연구원 요람에는 1974년 연구원 설
립 이후의 연구, 출판, 교육, 신행 등 각 부문에서의 실적들이 기

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주제의 학술 세니마, 불교연구지
의 발행, 연구원에서 출판된 도서들의 목록, 일주일 내외로 개최

된 불교기초강좌 95회의 기록, 20회의 사찰연수과정 내역, 서

울・대구・부산 구도회와 연구원 부설 원효학당 에 대한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어 그 동안의 활동내역을 일별해 볼 수 있다.

14) 이민용(2010)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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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불연은 한국불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1996년 11월 9일

종교와 국가 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

첫머리의 기조 강연을 마친 직후 갑작스럽게 타계하였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당시 사람들은 ‘학술열반’이라 칭하였다.15) 그리고

그가 남긴 몸은 다음 해인 1997년 1월 가루로 경주 남산에 뿌려졌

으며, 그 후 경주 남산의 보리사와 경기도 곤지암의 유마정사에

추모비가 세워져 그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

Ⅲ. 그의 학문 세계

원효사상연구Ⅱ에 첨부되어 있는 불연의 저술 목록 에 의하

면, 저서・역서가 66권, 논문이 138편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저・역
서의 경우 공저와 기왕에 녹음되어 있던 강의 내용이 녹취록의

형태로 편찬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방대한 양임에는 틀림없

다. 이 외에도 논문과는 다른 형식으로 발표된 글이 약 1천편에

달한다고 한다.16) 전문적인 문필가 못지않은 양이며, 실제 그 글

들을 보면 대단히 문학적인 향취를 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원효(元曉,

617～686) 및 원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으로 원효 사상에

대한 관심은 불연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사

실 원효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불연의 역할이 크며, 특

15) ‘학술열반’이란 말은 당시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던 목정배

교수의 명명이다. 그는 조시(弔詩)를 적어와 빈소에서 낭독하기도

하였는데 그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그것 무엇이며/ 종교 모든

울타리 넘어서야 된다고/ 오늘 오전 11시에 큰 소리로 喝하시면서/

學術涅槃하신/ 不然 스승이시여/ 大安涅槃하소서.//” (월간 求道 1996년
12월호, 한국불교연구원).

16) 이기영(1997)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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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67년에 출간된 원효사상-세계관-은 당시의 한국 지성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늘 수상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은 아니지만, 이 저술이 1968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1969

년 한국일보사가 선정한 ‘60년대의 양서 18권’의 하나로 선정되었

으며, 1970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선정한 해방 후 25년간

의 ‘한국의 10대 명저’로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1950

년~1970년의 우량도서 35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당시 학

계 뿐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원효사상-세계관-이 이렇게 평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책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듯하다.

그 이유가 이미 책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서문 일부를 인

용한다.

기복 많은 생활, 오랜 사상적 편력, 이것은 오직 저자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뼈저린 일제의 식민지 기반(羈絆) 속의 예속적 생활이며, 국토 분단과

외세 영향 하의 미증유한 사상적 시련과 현실적 간난(艱難)이며,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란 등 유례 없는 여건 속에서 우리 민족의 지성은 너

무나 오랜 방황과 모색의 기간을 보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진리는 동양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서양의 것이기만 한

것도 아닌데, 현대에 있어서 진리는 마치 서양에만 있고, 동양에는 없

는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모방과 추종의 근성이 사상

면에서까지 현저한 오늘, 민족적 유산이 연구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운마저도 서양인 또는 서양화된 동양인의 호의에 달려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 공정하게 우리의 유산을 평가하고

싱싱한 현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것을 우리들의 생활을 이끄는 원

동력으로 삼는 시도는 보다 더 일찍이 보다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자 자신이 갖고 있던 지난날의 꿈은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남김

없이 섭렵하고 그것을 세계사적 견지에서 위치 지워 보는 일이었습니

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의 불교유산 하나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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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이 충분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유산 하나의 이

해는 다른 모든 일 못지않게 지극히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사상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효의 사상 속에서 저자는

세계와 인생에 관한 전고미답(前古未踏)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그

참신성, 그 예리성, 그 현실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

그 숱한 고뇌로 싸였던 민족의 형극(荊棘)의 길이 민족의 영광의 길

로 트이는 위대한 새벽을 맞이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나라의 새벽은 밝아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 원효,

그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벽일 뿐 아니라, 전 인류의 위대한 새벽이

될 것입니다.17)

잘 알려져 있듯이 불연은 벨기에 루뱅대학 유학 시절 에티엔느

라모트(Ètienne Lamotte) 교수로부터 사사받았는데, 그는 철저한

문헌학의 기반 위에 해심밀경, 섭대승론, 유마경, 대지도론
 등의 대승불교 문헌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바 있으며, 특히 그
의 인도불교사는 ‘불교 연구의 역사에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기념비적 저술’로 평가된다. 불연이 이러한 학문적 방법을 체득했

음은 그의 귀국 후의 몇몇 논문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귀국 후 최

초의 논문으로 보이는 정법은몰설(正法隱沒說)에 관한 종합적 비

판 (1962)18)은 방대한 팔리 니카야 문헌과 한역 대소승의 경・
율・론을 검토하고 이를 유형화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해의 논문

사신(捨身)에 관하여 19)는 비교적 짧은 논문이면서도 소신(燒身),

망신(亡身), 유신(遺身), 사신(捨身) 등의 개념이 언급되는 경전들

을 광범위하게 추적하여 그 사상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66년의 불신(佛身)에 관한 연구 20)에서도 현저하다. 거

17) 이기영(1967) 서문.

18) 이기영(1982)에 재수록.

19) 이기영(2001)에 재수록.

20) 이기영(1982)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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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행본에 임박할 정도의 분량을 갖는 이 논문은 대승불교 경

론에 나타난 불타관에 관한 기술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삼신(三身)

으로 귀결되는 불타관의 흐름을 확인한다.

그런데 불연은 이들 논문 각각의 서언에서 그 논문들을 쓰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정법은몰설’에 대해서는 ‘불

타의 부재 또는 불법의 소멸’을 숙명적으로 이해하는 태도 또는

막연히 ‘시대는 흘러갈수록 혼탁해 진다’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서

서 대승불교가 이를 어떻게 해석, 극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그리고 ‘사신’과 관련해서는 당시 베트남에서 발생한 불교

승려들의 분신(焚身)에 대한 오해들 즉 허무주의에 근거한 절망적

자살이거나 증오에 기반한 적대적 항의라는 일반적 오해를 불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에서 만약 필자의 임의적 해석이 허락된다면, 불연의 귀국

후 최초의 논문은 불교의 역사관에 관한 것으로 애초 역사학도로

서의 문제의식과 유학에서 체득한 치밀한 문헌학적 연구방법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두 번

째의 논문이 불교가 믿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교학

적 설명이라면, 이 두 논문은 각각 ‘보편적 역사이론’과 ‘구체적 현

장’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고, 또 이 둘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

라는 점에서 두 논문이 보여주고자 한 세계는 적어도 불연에게

있어서는 불가분리로 결합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신(佛身)에 관한 연구 의 집필 동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점이

근간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 논문의 서언에는 (1)누구든지

불전을 읽어가는 도중에 주목되는 어휘 가운데 불신(buddhakāya)

이 있음에도 이것이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으로 접근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2)불교 이외의 타종교인들로부터 부처님에

관한 질문을 받지만 잘 해명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앞서의 ‘정법은몰설’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밀접

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불연은, 정법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아비달마불교의 비관주의적 결정론이 대승에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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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것은 석가모니불을 대신하는 미래불 또는 당래불當來佛의

출현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법正法 자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 과거불・현재불・미래불에 관통하는 법성法

性을 발견한 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말하자면 불교의 역사관

을 분석하는 가운데 세속의 역사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 궁극적

실재의 존재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일상적 신행

활동에서 부닥치는 문제의식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의 문제는 전자의 경우에서처럼 철학적이고 궁

극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에 믿음의 대상이 전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점에서 부처님의 문제는 일상의 신행활동에서

부닥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일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러면서 불연은 여기에서 ‘타종교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

제로 타종교인의 물음이 있었고 이 물음이 불신에 대한 탐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직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연

자신의 문제의식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21) 이렇게 볼

21) 불연의 논문 불교의 현대적 의미-특히 기독교의 현대적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답- (1974)은 그 부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독교가 현대사회와

부닥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에 불교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과 일심(一心),

삼위일체와 삼신(三身),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 구원과 구제, 교회와 상가,

계명과 계율 등을 대비시키며, 불교의 교설이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런데 그 머리말에서 불연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토로하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기술되고

설명되어질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물어야 할 스스로의 사색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제들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던 그리스도교적

소양 자체 안에서 양성된 숨길 수 없는 의문에 연결되어 … 제기되어

왔다. 그 물음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나 자신의 물음이었으며,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답은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이기영 1982:575-576). 이는

불연 자신의 치열한 진리 탐색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기독교와 불교 어느 것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불교의 교설에 대한 천착은 단지 진리

탐색의 여행에서 결과적으로 도달한 곳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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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불신론은 (1)철학적 반성과 (2)종교의 현실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연의 초기 논문 3편의 성격을 점검해 본 것은 앞서 언급한 
원효사상-세계관-의 의미를 가능한 한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
한 것이었다. 그것은 ‘불연이 원효에 이르게 된 계기 내지 과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시대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

는 문제의 해명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앞서 인용한 원효사
상-세계관-의 서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곳에 우리가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제 그 의미를 부연해 보자.

위의 서문 인용은 네 문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

은 (ⅰ)일제 식민지의 경험, 국토 분단, 외세의 영향, 동족상잔의

전쟁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 (ⅱ)보편적인 진리와 동양인의 주체

적 역할 결여에 대한 반성, (ⅲ)한국의 정신적 유산으로서의 불교

와 원효의 발견, (ⅳ)원효의 세계사적 위상과 기여로 요약된다. 여

기에서 (ⅲ)과 (ⅳ)는 이미 서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불연이 가지

고 있던 지난날의 꿈으로서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남김없이 섭

렵하고 그것을 세계사적 견지에서 위치 지워 보는 일”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ⅰ)과 (ⅱ)의 상황에서 일구어낸 것이라는 점

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ⅰ)과 (ⅱ)는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바로 그러한 점에

서 (ⅲ)과 (ⅳ)의 선언은 (ⅰ), (ⅱ)의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

람들에게도 감격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식민지라

는 민족적 수모를 겪은 후에도, 남북에 걸쳐 수백만 명이 사망하

고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된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금 모진 시련을 겪었으며, 그 이후에도 외세의 영향이 여전한 가

운데 4.19혁명과 이를 전복시킨 5.16쿠데타 그리고 그 군사정권의

것이다. 이 점은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부닥칠 수 있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불연의 학문적

양심,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용기의 한 예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 ∙ 印度哲學 제42집

비민주적 정치체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자괴심, 스

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불연의 겸허하

면서22)도 당당한 목소리는 크나큰 위로가 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원효사상-세계
관-이 출판되자마자 곧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여러 차례 명
저 또는 양서의 하나로 선정된 이유도 아마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원효사상-세계관은 불연의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주제
의 연구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주석에
담긴 의미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동시에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다. 그리고 원효사상-세계관이 당시 지성계에 크나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고전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컸다

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전에 담겨 있는 불교사상이

불연을 통해 설명될 때 불교는 고전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현대의 옷을 입고 오늘의 삶에 빛을 던져주는 생명력 있는 지혜

로 다가왔던 것이다.

불연은 1960년대에 앞서 언급한 정법은몰설에 관한 종합적 비

판 , 사신에 관하여 , 불신에 관한 연구 그리고 원효와 계율에

관한 논문들 외에도 불교는 무신론인가 (1962), 종교에 관한 동

서의 대화 (1964), 고통에 관하여 (1965) 등의 논문 또는 논설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고통에 관하여 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 하였다. 그러나 보

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심오하게 말하자면 ‘나는 괴롭다. 그러

므로 나는 있다.’라고 해야 할 것”23)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은

22) 원효사상-세계관-의 서문은 “어떠한 동기에서든지 이 책을 손에 쥐고
그 첫 장을 펴는 여러분께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입니다.”로 시작된다.

이 문장은 고고하게 초월하거나 세속적으로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독자와 마주 앉아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23) 이기영(1977)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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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짧은 논설이지만, 고통에 관한 다양한 종교와 문학에서의

통찰과 고통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상계에 발표되었던 불교는 무신론인가 는 불교를

무신론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인식의 문제점을 엄정히 비판한다.

무신론으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적 신관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연은 결론적으로 불교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

냐 하는 그런 대립의 평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가운데 다

음과 같은 구절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니이체가 신이 없는 깊은 허무에서 발견한 것은 주체적 자유의 원

칙이었다. 그는 신Gott의 인격성 저편에 있는 신의 본질, 말하자면 신

성Gottheit을 절대무(絶對無)로 자각했다. 이것은 불교의 입장에 가까

운 점이 있다. 그러나 니이체에게는 아직도 디오니소스적 패기(覇氣)

가 가시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동양적 ‘무’(無)의 맛은 한없는 자애의

맛이다. 불교는 이러한 ‘공’(空)의 입장을 가리켜, 그곳은 사람이 구체

적인 인간으로서, 즉 인격뿐만 아니라 육신도 포함하는 일개의 인간으

로서, 여실히 현성(現成)하는 곳이며,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요(圍繞)하

는 모든 사물이 여실히 현성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그곳은 인격이

라든가, 정신이라든가 하는 입장을 넘어선 초인격성의 마당이다. 그러

면서 동시에 인격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도 도리어 거기에서만 인격

또는 정신으로서 현성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 ‘공’의 마당이다. …

‘공’의 입장은 허무주의가 무신론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무신론이

아니다. 하물며 허무의 자각을 모르는 실증주의나 유물론의 무신론과

동류(同類)일 수는 없다. 그와 동시에 이 입장은 흔히 말하는 바와 같

은 유신론도 아니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하는 그런 대립의 평면

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초월한 것이다.24)

여기에서 ‘공’의 철학이 무신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나아가 공이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이

24) 이기영(1997) pp. 65-66.



22 ∙ 印度哲學 제42집

글에서는 공이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불연의 사상에서 점차 ‘일심’(一心)이 그 자리를 대신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승기신론의 사상이 일심・이문(二
門)・삼대(三大)로 요약될 때 일심이 뒤의 둘의 성립기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원효의 철학적 방법을 화쟁(和諍)이라고 할 때 화

쟁의 근거 역시 일심이라는 점에서, 일심은 대승기신론과 원효
의 사상을 관통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불연 또한 원효의

사상을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으로 파악하면서

일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심에 대한 주목은 불연에 있

어 자연스럽게 공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반야계 경전을, 후대의

화엄・유식・여래장 사상 계열의 경론보다 중시하지 않는 경향으
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원효의 발견 이후 불연의 관심은

원효 및 한국불교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60년대 그의 글에 나타

난 광범위한 인도찬술의 문헌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 현실에서 제

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명 보다는, 중후기

대승경전 및 원효 저술에 나타난 ‘의미의 전달’25)이 강의와 집필

의 주된 활동내용이 되고 있다. 평화와 통일, 자비와 폭력, 윤리와

문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유물사관, 그리

고 국가의 이념 등 사회적인 문제는 그 후에도 줄곧 관심을 갖는

주제였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대승불교사상과 원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불연의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통찰 그리고 종교적 감수성이

섬세하게 표현된 글로 일심 (1978)26)을 들 수 있겠다. ‘일심’의

25) 이민용(2010:57)은 불연의 귀국 후 초기 연구 논문들이 대개

언어・문헌학적 연구방법을 따랐음에 대해 이후에는 경전 내용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각하여 내용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의 연구

여건이 부족하였던 점, 좌절을 가져오기도 했던 캠퍼스 내 상황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그러한 와중에도 불연은 ‘불교 현장’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독자적인 불교 연구의 틀을 잡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의식한 것 이상의 학문적 정향성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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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서 시작된 문학적 상상은 ‘통합’으로, 기쁨・극락으로, 사
랑・자비로 나아가며, 자비는 다시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 나아

가 ‘하나’는 결국 ‘무량’이 된다. 무량한 것엔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는 철학적 통찰은 ‘공’을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며, 공은 곧 ‘빈 마

음’으로, 빈 마음은 사심이 없다는 점에서 ‘원만구족’의 가득 찬 마

음이 되어 다시금 종교적 사무량심을 상기시킨다. 사무량심의 자

비희사는 이제 계절의 흐름 속 춘하추동이 되어 “봄에는 자심(慈

心)을 생각하자, 가을에는 비심(悲心)을 생각하자, 여름에는 희심

(喜心)을, 그리고 가을에는 사심(捨心)”을 생각하자고 제안한다. 그

렇게 하여 “춘하추동의 움직임, 대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일

심을 볼 수가 있다. 사람과 일체의 중생들은 이 우주 속의 일심에

나의 심리, 나의 생리, 나의 논리, 나의 윤리를 일치시켜 가야 한

다. 희락애노(喜樂哀怒)가 일심이요, 생노병사가 일심이요, 기승전

결이 일심이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일심”이라고 선언한

다. 이제 이 우주에 일심 아닌 것이 없다. 나와 세계가 일심이며,

나의 삶과 세계의 운행도 일심인 것이다. 그러면서 불연은 “모든

살아 있는 것의 고향, 그 뿌리는 아프리카도 이스라엘도 인도도

아니”라고 한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의 고향은 바로 일심이라는 것

이다. 나아가 불연은 일심을 생명의 시발점이자 생명의 종점으로

설명하면서, 이 일심이 인격화된 것이 부처님이요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불연은 스스로 일심이 됨에 대해 언급한다. 이

일심 은 비교적 짧은 에세이지만 이 안에는 ‘일심’에 대한 풍부한

사색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불연의 사상을 엿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심은 나와 세계의 존재론적 기반이자 참된

인식의 원리이며 나아가 윤리적 기초가 됨으로써, 일심은 항상 다

양한 논의들의 심층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26) 이기영(1997)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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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연이 제시하는 학문의 길

불연은 원효의 사상을 ‘귀일심원 요익중생’으로 요약한다. 일심

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두루 중생을 이익 되게 함이 원효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일과 중생에 이익 되게 하는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심의 두 측면에 다름 아니다. 위에서 불연이 일심을 사

유하면서 존재와 실천의 문제를 동시에 언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일심의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

불연에게 있어 학문은 이와 같이 실천을 담지하는 것이지 않으

면 안 된다. 불연은 신앙과 학문 (1964)에서 서구적 의미의 학문

을 엄격하게 비판한다. 서구의 학문이 정복의 도구, 지배의 도구

로 기능했던 것도 비판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연에 있어 서

구적 의미의 객관적 학문은 불가능하다.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기

위해서는 학문이 자기 구제의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서 불연은 학문을 “스스로 진리를 체현 또는 체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구도, 수도”27)라고 말한다. 학문은 곧 수행이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연은 학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의 구비를 요구

하고 있다. “첫째는 연구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상가의 저술의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자료처리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평가하여 위치지울 만한 역사적 식견이 있

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 연구대상이 되는 사상가가 표방하는 사상

이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계의

사상사적 조류에 견주어 해명할 수 있는 현대적 지식과 능력을

27) 이기영(1977a)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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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28) 이와 같이 불연은 학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둘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셋으로 나누

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ⅰ)자료처리 능력과 (ⅱ)역사적 평가

그리고 (ⅲ)현대적 지식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ⅰ)과 (ⅱ)가 무

엇인지 여기에서 부연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팔리, 산스크리트, 티베트

어, 한문 등 고전어 해독능력, 원전의 성립과정과 여러 판본의 섬

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문헌학적 지식

그리고 그 텍스트 또는 인물을 포함하는 사상사 전반에 대한 포

괄적 식견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불연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ⅲ)이라고 생각된다. 불연은 여러 곳에서 ‘현대적 의미’, ‘현

대적 이해’ 등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사상의 현대적 창조’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한국사상의 현대적 창조란 해석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자가 어떤 철학적 고전을 그 자신이 놓인 현대적 입장에 서서 현대

의 문제를 예리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욕을 품고 그 고

전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하

나의 현대적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사상을 현대에 되살려 내어 무엇인가 중요한

발언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단순한 발굴인부로 떨어

져서는 안 된다. 그는 바로 현대의 문제를 날카롭게 드려다 보며 미래

의 방향을 스스로 통찰하는 사색인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고전의

연구가에게는 무엇보다도 현대인이 되어야 할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

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를 모르는 고전연구가가 고전의

사상을 현대인에 살릴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

이다.29)

불연은 여기에서 고전 연구가는 ‘현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28) 원효사상의 현대적 이해 (1981년의 글, 이기영 1982, p. 432).

29) 한국사상의 발굴과 창조 (1969년의 글, 이기영 1977b,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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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인’은 단지 현대에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현대의

문제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는 현대인일 수 있는 것이다. 불연이 불교와 현대

사회 (1972)에서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문제들을 ①이기주의, 개인

주의(공동체 의식의 결여), ②물질만능주의, ③붕당적 대립 각축,

④영육분리의 이원론적 인생관, ⑤이에 따른 이원론적 세계관(그

릇된 종교관), ⑥실증주의적 논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⑦관능적 향

락주의, ⑧회의주의와 허무주의, ⑨요설(饒舌)적 Sophism(저널리

즘), ⑩숙명론으로 분석하고30) 이러한 점이 불교적으로 비판받아

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학문이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해야 함을 확인한

다. 앞서 학문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이제 학문은 사회적 실천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Ⅴ. 맺음말

불연은 몸소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청년기를 겪었으며, 해방 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남북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하고, 유학시절에

는 서구의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죽음의 목

전에도 이르렀던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듯이 불연에게도 강한 영향을 끼치지 않

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불연의 민족주의적 의식은 아마도 이러한

시대에 대한 대응이리라 짐작된다. 불교와 원효 사상에의 천착도

이러한 맥락을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연은 그와 같이 거

30) 이기영(1977b)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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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속으로 함몰되어 가기보다는, 시대와

의 맞섬을 통해 자신과 민족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가 그리고 그의 민족이 이미 오래 전에 갖

고 있던 것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불연은 중학교 3학년 시절 ‘위대한 교육자’가 되기를 일곱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맹서한 것을 “약간의 자부심과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회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31) 인간관, 세계관, 인

간의 행동규범을 이야기하는 종교나 철학 같은 학문이 단순한 지

식의 전달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동양의 학

자 특히 불교학자는 그의 말과 같이 위대한 교육자가 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불연이 귀국 후 보여 준 최초의 모습은 아

마도 새로운 연구방법을 몸에 익힌 ‘학자’였을 것이다. 최초기의

논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이 간직되어

있던 ‘교육자’로서의 본성 또한 일찍부터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

었을 것이다.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의 강의가 그러하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대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서 있는 사회는 불연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

신을 쏟아 부은 사회이다. 비록 불연 만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인도철학자, 불교학자로서 그의 그늘에서 온전히 벗어

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불연에게도 공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연이 그랬듯이,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31) 학문의 길 (1968년의 글, 이기영 1997,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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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a, Life, Scholarship’ and Prof. Rhi 
Ki-Young

Chung, Ho-Young

Chungbuk University

It is inevitable that we live in a certain period of his-

torical era and should be a member of a community. At this

time, the era and the community stand right opposite us as

a overwhelming power, and as a result we must internalize

the norm or the spirit of the era and the community which

we live in. On the other hands, the human being is not

solely passive, he is active in creating the society, and such

an ability of man may be called the externalization of man’s

power. In such a way the human being and the society

have the relationship of dialectical process between them.

We can find the similar process in the formation of the

scholarship of Prof. Rhi who was widely known as to open

the new age in the field of Korean Buddhist Studies. He

lived in the age of Japanese colony, the 2nd world war,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and the democratic

parties caused by the foreign influences and the Korean

War which have brought utter destruction all over the state.

And he could observe West European imperialism and the

race discrimination as a foreign student while he stayed in

Louvain and Paris between 1954 and 1960. It would be

highly possible that Prof. Rhi has reached - as a reac-

tionary response to the tide of the age - at the studies of

Buddhism and especially to the thought of Monk Won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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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d become the basic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Though he can be regarded as a nationalist scholar in such

a cas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he became to have

such mind in the long spiritual quest to find the answer for

his existential questions.

The scholarship in the oriental meaning inevitably in-

cludes the practice of self-discipline especially when that

scholarship refers to Buddhist studies. Wonhyo’s catch

phrase which was paraphrased by Prof. Rhi, ‘Return to the

source of one-mind, and Profit widely to all people’, also re-

flects this compound meaning of scholarship. And the career

of Prof. Rhi after returning to his country can be explained

in this respect. He started his career as a professor at a

university, but he devoted his life before long to the educa-

tion of the ordinary citizens which brought him a great rep-

utation and gave great opportunities for the ordinary people

to approach to their brilliant tradition.

The society which confronts us now is the world which

Prof. Rhi had poured himself so passionately during his life.

It would be quite right that Prof. Rhi would have merits

and demerits in a certain sense. But like Prof. Rhi at his

time, in our age we ourselves are responsible to create our

future.

Keywords: Prof. Rhi Ki-Young, era, life, scholahship,

Won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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